
Raon Games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든다는 목표로 2012년 박용옥 씨가 

설립한 1인 기업입니다. Raon Games에서 출시한 Bouncy Ball은 각 레벨에서 일련의 

장애물을 피해 바운스볼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구성된 스킬 게임입니다.

용옥 씨는 광고 수익 모델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Bouncy Ball을 무료로 출시하고 

AdMob을 통해 수익 창출을 시작했으며, 그 덕분에 높은 사용자 만족도를 제공하는 

훌륭한 게임을 만드는 데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용옥 씨의 이 같은 노력은 놀라운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Bouncy Ball은 탄탄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Google Play 스토어의 인기 무료 앱 차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높은 수입 흐름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Bouncy Ball의 

성공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박용옥 씨에게 물었습니다.

Raon Games의 첫 번째 성공작인 Bouncy Ball은 간단한 퍼즐 게임으로, 사용자는 통통 튀는 

바운스볼로 별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성공의 핵심 요인
사용자 리뷰가 Bouncy Ball의 개선에 중요한 역할

박용옥 씨는 ‘사용자는 항상 옳다.’라는 말을 믿고 Bouncy Ball에 대한 사용자 

리뷰를 모두 읽었습니다. 리뷰가 맥 빠지는 내용이거나 비난 일색인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용옥 씨는 이에 실망하지 않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게임을 업데이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용자의 제안과 불만사항을 반영해 앱을 대대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앱을 이렇게 수정한 다음 몇 주가 지나자, 놀랍게도 Bouncy Ball
이 인기 앱 차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사용자는 ‘제가 볼 때 이 회사는 

사용자 리뷰를 전부 읽는 것 같아요.’라는 피드백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Bouncy Ball 사용자의 이탈 방지

용옥 씨는 Bouncy Ball의 다운로드 건수가 1천만 건을 돌파한 후에도 지속적인 앱 

업데이트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용옥 씨는 “더 이상 새로운 콘텐츠가 없다면 

사용자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용옥 씨는 2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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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씩 20개의 새로운 맵을 업로드했고, 현재 Bouncy Ball에는 900개 이상의 맵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Bouncy Ball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맵 스토어’

Bouncy Ball에는 사용자가 자신만의 맵을 만들고 전 세계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맵 스토어’라는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Bouncy Ball에 대한 

사용자 참여도를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용옥 씨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게임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도 합니다. 현재 맵 스토어에는 사용자가 만든 맵이 

500만 개 이상 있는데, Raon Games 혼자서는 도저히 이렇게 많은 맵을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AdMob CPC 삽입 광고로 수익을 최적화하는 Raon Games
Raon Games는 처음에 삽입 광고를 구현하는 것을 망설였는데, 광고로 인해 

사용자 만족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옥 씨는 AdMob과 

상의 후 스마트한 방식으로 CPC 삽입 광고를 구현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Bouncy Ball에서는 사용자가 10개의 게임 스테이지를 완료한 경우에만 삽입 광고가 

표시됩니다. CPC 삽입 광고를 제한적으로 사용했음에도 Bouncy Ball의 수입은 30% 

증가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이제 Raon Games의 주요 목표는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용옥 씨는 AdMob
의 지역별 보고 기능을 통해 Bouncy Ball의 사용자 기반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Raon Games의 전 세계적 확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용옥 씨는 Bouncy Ball의 업데이트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앱을 또 한 번 

크게 변화시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aon Games만의 특색이 담긴 게임 

앱도 계속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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